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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주 기 에서 건강 기능성 식품의 시제품으로 기 개발된 ‘HemoHIM’  

구성 생약재의 활성성분으로 확인된 다당체를 분리 정제하고, 이들을 화학   효소 으

로 수식하여 생리 활성에 여하는 활성 본체를 규명함으로써 HemoHIM의 생리 활성에 

여하는 다당체의 화학  특성  구조 해명을 하고자 하 다. 

생리활성 물질의 구조와 기능의 상호 계를 밝히는 것은 천연물로부터의 신물질을 개

발하는데 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식물유래 활성 다당의 연구는 구조 해명의 어려움으

로 인하여 국내에 련 문가가 극소수이며, 버섯유래 다당에 비해 상 으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며 단순 추출물  조다당 형태의 연구가 부분인 실정이다. 

시제품(HemoHIM)의 활용성 제고를 해서는 그 유효성분인 다당체의 구조규명이 필

수 으로 요구될 것임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유효활성 다당체의 구조  특성을 규명연구 

기반을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다.

￭ 시제품  구성 생약재(당귀, 천궁, 백작약)로부터 면역활성 다당의 분리, 정제

  (용매 분획, Cetavlon fractionation, column chromatography, HPLC 등 )

￭ 다당체 유효 획분 선별  제반 화학  특성 규명

￭ 유효 다당체의 구조 해명 기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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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 연구로는 표고버섯의 lentinan, 도꼬마리 추출물의 면역억제 작

용, 당귀추출물의 면역계 증강에 의한 B lymphocyte 증식효과 등 천연물로부터 보고되는 

macrophage 활성화 성분으로 식물 기원성 다당류들이 부분인데 특히 이들 다당류들은 

antitumor  anticomplement activity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하며 antiviral activity, RES 

activation(reticuloendothelial activation), antiinflammatory activity, hypoglycemic 

activity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있다. 

약재에는 생체에서의 기능이 다양한 성분들이 존재할 것으로 기 되고 있으나 이러한 

성분들을 다량 생산할 수 있는 추출, 분리  정제기술은 발 단계에 있으며, 활성물질의 

본체규명과 구조결정기술, in vivo test, 독성실험 등은 취약한 실정이다. 한 활성성분의 

작용기작  생체에서의 정확한 기능의 악이 어려워 이들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의 개발 

는 의약품 제제로서의 응용에 큰 진 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생약재를 재료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의 용도 개발이 필요하

나 이에 한 기 연구가 부족하여 이화학  특성, 가공 시의 생리활성 잔존성, 식품으로

서의 기호  능품질 등에 한 연구가 무한 실정이다.

최근에 세계 으로 식품소재나 천연물을 이용한 각종 건강식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에 한 소비자의 기호가 증가하는 상도 이들의 효과가 의약품과 같이 신속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꾸 한 섭취를 통하여 면역강화, 액순환의 치유에 효험이 있다는 인

식을 갖기 떄문으로 보인다.

생약재에 한 약리, 생리활성에 한 많은 구 과 보고들이 있어 왔으며 생약재 함유 

유효 미량성분에 한 연구는 향후에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단된다. 특히 이 분야 연

구는 타 생물소재에 비하여 비교  미개척 분야로서 특이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신규화

합물이 향후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며 생리, 약리활성을 함유한 생약재 추출물의 의 산업

 응용은 정제도에 따라 기능성 식품으로부터 의약품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화가 용이한 장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그룹은 최근 많은 해조류, 생약이나 식용 식물  균류들을 상으로 

macrophage  장 면역활성등 면역활성을 검색하여 활성이 우수한 재료들로부터 유효

다당의 분리, 정제  구조연구를 통하여 식품성분에 의한 생체조 기능 측면에서의 다양

한 근을 시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본 과제 련 충분한 기 가 되리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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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 연구내용  방법 

  (1) 시제품 HemoHIM  구성 생약재로부터 활성 물질의 추출  조다당 분리 

주 기 으로부터 공여받은 HemoHIM의 구성 생약재인 백작약(Paeonia japonica), 

당귀(Angelica acutiloba)  천궁(Cnidium officinale) 각각 9 kg 과 혼합시료 (3개 구

성 생약재 동량 혼합물) 9 kg을 10-20배 부피의 열수를 이용, 3-5시간 추출하여 열수 

추출물 (PJ, AA, CO, HH)을 조제하 다. (Fig. 1 참조) 각 열수 추출물은 감압 농축

기를 사용하여 고형분 함량 15-30 Bx가 되도록 농축하고 여기에 4배 부피의 95% 

ethanol을 가하여 침 시킨 후,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투석  동결건조를 거쳐 

수용 조다당획분 PJ-0, AA-0, CO-0, HH-0을 각각 얻을 수 있었다. 

Component herbs (Paeonia japonica, Angelica acutiloba
Cnidium officinale, mixture of three component herbs) 

Decoction with hot water
Evaporation and lyophilization

Hot water extracts (PJ, AA, CO, HH) (15-30 Bx)

Ethanol precipitation (80%)
Standing, overnight
Centrifugation
Washing with 80% EtOH
Dialysis, three days
Lyophilization

Water-soluble crude polysaccharide (PJ-0, AA-0, CO-0, HH-0)

Component herbs (Paeonia japonica, Angelica acutiloba
Cnidium officinale, mixture of three component herbs) 

Decoction with hot water
Evaporation and lyophilization

Hot water extracts (PJ, AA, CO, HH) (15-30 Bx)

Ethanol precipitation (80%)
Standing, overnight
Centrifugation
Washing with 80% EtOH
Dialysis, three days
Lyophilization

Water-soluble crude polysaccharide (PJ-0, AA-0, CO-0, HH-0)

Fig. 1. Preparation procedures of water soluble crude polysaccharides from three 

component herbs of HemoHIM. 

  (2) 일반 분석 방법

총당 함량은 galactose를 표  물질로 하여 phenol-sulfuric acid 법으로, 산성당 함

량은 β-D-galacturonic acid를 표  물질로 하여 m-hydroxybiphenyl 법으로, 단백질 

함량은 bovine albumin을 표  물질로 하여 Lowry법으로 각각 정량 분석하 다. 

한 3-deoxy-D-manno-2-octurosonic acid (Kdo) 유사물질의 신속한 정량을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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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등이 사용한 thiobarbituric acid (TBA) 비색정량법을 실험실 여건에 맞게 변형하

여 사용하 으며 총 phenol 함량의 측정은 gallic acid를 표  물질로 하여 

Folin-Ciocalteu's reagent를 이용, 측정하 다.

  (3) 구성당 분석

다당 시료를 2 M trifluoroacetic acid로 121℃에서 1.5시간 가수분해시켜서 성당

(aldose)과 산성당(aldonic acid)으로 환시킨 후 NaBH4를 이용하여 각각 alditol  

aldonic acid로 환원시켰다. 이 게 생성된 alditol은 acetic anhydride를 이용하여 

alditol acetate유도체로 환시키고 gas-liquid chromatography (GLC)로 구성당을 분

석하 다. GLC의 분석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표  구성당들의 

retention time과 비교하여 시료 의 구성당을 분석하 다. 구성당의 mol %는 peak

의 면 비와 각 구성당의 alditol acetate 유도체의 분자량으로부터 계산하 다.

Table 1. Analytical conditions of gas chromatography for component sugars

 Apparatus  GC M600D (Young-Lin Co. Ltd., Korea)

 Detector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Young-Lin Co. Ltd., Korea)

 Column  SP-2380 capillary column (Supelco USA)

 Column size  0.25 ㎜ × 30 m ×0.2 ㎛ film thickness

 Oven temp.
 60℃(1 min) → 220℃(12 min) → 250℃(15 min)
          30℃/min         8℃/min

 Injector temp.  250℃

 Detector temp.  250℃

 Carrier gas  N2 (1.5 ㎖/min)

  (4) Splenic lymphocyte proliferation assay

C57BL/6 mouse에서 비장을 출하여 lymphocyte를 획득한 후 구를 제거하고 

RPMI 1640으로 2～3회 세척하여 세포수를 2×10
6

 cell/㎖이 되도록 조정하 다. 이때 

얻어진 세포 부유액은 96 well plate에 100 ㎕씩 분주하고 10 ㎕의 시료용액을 첨가하

여 37℃, 5% CO2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하 으며 그 증식 정도를 CKK-8을 이용

하여 비장 임 구 증식능을 측정하 다.  CKK-8법은 각 well에 CKK-8용액을 첨가

하여 4시간 배양 후, 형성된 수용성  formazan의 양을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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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면역 활성화 물질의 본체 규명

A. Periodate oxidation

시료(PJ-0, AA-0, CO-0, HH-0) 20 ㎎을 0.05 M acetate buffer (pH 4.5) 50 ㎖

에 녹인 후, 0.05 M NaIO4를 5 ㎖ 첨가하고 4℃의 암소에서 72시간 산화시켰다. 

이 산화물  잔존 NaIO4를 제거할 목 으로 ethylene glycol을 첨가한 후 투석을 

행하고 투석 내액에 NaBH4 20㎎을 첨가하여 하룻밤 교반시켜 환원시켰다. 반응액

은 0.1 M acetic acid로 화하여 투석  동결 건조를 행하여 periodate 산화물을 

얻었다.

B. Pronase digestion

시료 20 ㎎을 0.01 M CaCl2를 포함한 0.05 M Tris-HCl buffer (pH 7.5) 50 ㎎에 

녹인 후 20 ㎎의 pronase를 첨가하고 37℃ incubator에서 48시간 반응시키고 잔존 

효소를 불활성화시킬 목 으로 5분간 끓인 후 원심분리하 다. 상등액은 투석과 

동결 건조를 행하여 pronase 소화물을 얻었다.

C. Chlorite treatment

시료 20 ㎎을 4% acetic acid 50 ㎎에 녹인 후 NaClO2 100 ㎎을 첨가하고 색이 

변할 때까지 70℃에서 교반시켰다. 이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3 N NaOH를 첨

가하여 화시키고 투석  동결 건조를 거쳐서 chlorite 처리 획분을 얻었다.

D. 각 화학  효소 처리 획분의 활성 비교

PJ-0, AA-0, CO-0  HH-0 이들의 periodate, pronase, chlorite 처리 획분은 

동일 농도에서 lymphocyte proliferation assay를 행하여 활성을 비교함으로써 활

성의 본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단하 다.  

E. β-glucosyl Yariv antigen을 이용한 single radial gel diffusion

시료  arabinogalactan 형태의 다당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시료 5 μg

을 β-goucosyl-Yariv antigen [10 μg/ml, 1.3.5-tri-(4-β-D-glucopyranosyl- 

oxyphenylazo) 2.4.6- trihydroxybenzene]을 함유한 agarose plate상의 well에 첨가 

후 실온에서 하룻밤 방치하여 반응시키고 형성된 hollow를 분석하 다. 이때 조

군으로 gum arabic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함께 분석하 다. 

  (6) 면역 활성화 다당의 정제

백작약, 당귀, 천궁  혼합시료에서 얻은 조다당획분 PJ-0, AA-0, CO-0, HH-0을 

면역 활성증류수에 녹인 후, 증류수로 평형화된 DEAE-Sepharose FF (Cl- form)에 

흡착시킨 후 증류수, 0.05, 0.1, 0.2, 0.3, 0.4, 0.5, 1.0, 2.0 M의 NaCl로써 단계 으로 용

출시켰다. (Fig. 2 참조) 이때 얻어진 각 획분은 농축  투석 후 동결 건조를 행하여 

1개의 비흡착획분(XX-1)과 8개의 흡착획분(XX-2a ~ XX-2h)을 얻었으며 구성생약재

에 따라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유의 획분명을 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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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oluble crude polysaccharide (PJ-0, AA-0, CO-0, HH-0)

Ion-exchange chromatography 
on DEAE-Sepharose FF (Cl- form)

Unabsorbed fraction

Washing with H2O Elution with stepwise NaCl gredient

Absorbed fraction

0.05 M 0.1 M 0.2 M 0.3 M 0.4 M 0.5 M 1.0 M 2.0 M

PJ-1
AA-1
CO-1
HH-1

PJ-2a
AA-2a
CO-2a
HH-2a

PJ-2b
AA-2b
CO-2b
HH-2b

PJ-2c
AA-2c
CO-2c
HH-2c

PJ-2d
AA-2d
CO-2d
HH-2d

PJ-2e
AA-2e
CO-2e
HH-2e

PJ-2g
AA-2g
CO-2g
HH-2g

PJ-2f
AA-2f
CO-2f
HH-2f

PJ-2h
AA-2h
CO-2h
HH-2h

Water-soluble crude polysaccharide (PJ-0, AA-0, CO-0, HH-0)

Ion-exchange chromatography 
on DEAE-Sepharose FF (Cl- form)

Unabsorbed fraction

Washing with H2O Elution with stepwise NaCl gredient

Absorbed fraction

0.05 M 0.1 M 0.2 M 0.3 M 0.4 M 0.5 M 1.0 M 2.0 M

PJ-1
AA-1
CO-1
HH-1

PJ-2a
AA-2a
CO-2a
HH-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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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e for purification of the crude polysaccharides from three component 

herbs of HemoHIM. 

  (7)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정제 획분  높은 면역 활성화능과 수율을 보인 

0.2 M  0.3M 획분(XX-2c, XX-2d)은 분자량 분포확인을 해 Table 2에 나타난바

와 같이, size exclusion limit가 상이한 3개 column을 연결하여 HPLC를 행하 다. 분

자량 분포 확인에는 표  pullulan series (P400, 200, 100, 50, 20, 10  5)를 이용하

여 각각의 retention time를 구한 후, 분자량에 한 Kav 값을 산출하여 얻은 표  곡

선으로 부터 환산하여 결정하 으며, 이에 따라 각 획분에 한 resin을 선택

(Sephacryl S-300, Biogel P-100등)하여 재 겔여과를 행하고 있다.      

Table 2. Analytical condition of HPLC 

Apparatus HPLC-9500 (Young-Lin Co. Ltd., Korea)

Detector Refractive index (RI, Waters, USA)

Column
Asahipak GS-520 + GS-320 + GS-220 packed column 

(Asahi Chemical Industry Co, Ltd., Japan)

Column size φ7.6×300 ㎜

Folw rate 0.5 ㎖/min

Eluent 0.2 M NaCl

Intergrator Autochro data module (Young-Lin Co. Ltd., Korea)

Injection vol.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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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 연구수행 결과

  (1) 시제품 HemoHIM  구성 생약재로부터 조다당 획분 분리  특성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 HemoHIM의 다당체 구조 규명을 해 구성 생약재인 백작

약, 당귀, 천궁  이들의 혼합 열수 추출물을 조제하고, 이로 부터 조다당 획문을 분

리고자 하 다. 건조된 각 시료 9 kg에 10-20배 부피의 열수를 이용, 추출하여 물추

출물(PJ, AA, CO, HH)을 조제하고 여기에 4배 부피의 ethanol을 가하여 침 시킨 

후,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척, 투석  동결건조를 거쳐 조다당획분(PJ-0, 

AA-0, CO-0, HH-0)을 얻었다. 

각각의 열수 추출물과 조다당 획분의 화학  조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성당 85.32-92.73%, 산성당 4.25-7.88%, 단백질 0.16-4.02%의 조성을 

보 으며 총polypenol 2.09-5.37%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성은 HemoHIM  구성생약재의 열수추출물의 구성이 고등식물의 1차 

세포벽(primary cell wall)과 엽(middle lamella)에 주로 존재하는 다당류인 다양한 

종류의 펙틴물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펙틴(pectin)을 포함한 펙틴

물질(pectic substances)들은 고등식물의 1차 세포벽(primary cell wall)과 엽

(middle lamella)에 주로 존재하는 다당류
(6)

로써 식물세포벽의 구성다당류  가장 복

잡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펙틴물질은 과거 D-galacturonic acid (galA)가 α-1,4 결

합으로 연결된 고분자 물질(α-D-1,4-polygalacturonic acid)로, 구성 galA의 carboxyl

기가 methylester화 되어 있거나 염형태, 혹은 free acid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펙틴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체분자의 많은 부분은 homogalacturonan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

기에 다양한 oligo-  polysaccharide로 분지된 rhamnogalacturonan류가 공유 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HemoHIM과 구성생약재에서 보이는 

강력한 면역 활성은 물추출이 용이한 pectic polysaccharide의 구조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Table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식물체에서 잘 찰되

지 않는 KDO 유사물질이 미량 검출됨으로써, 이들 다당내에 rhamnogalacturonan II 

구조를 포함할 가능성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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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mical properties of  hot water extracts and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s  

from HemoHIM and component herbs

     (A) Hot water extracts

Hot water extract

백작약(PJ) 당귀(AA) 천궁(CO) 혼합(HH)

  Neutral sugar 87.86 92.73 87.88 85.32

  Uronic acid 5.77 4.25 5.60 4.94

  Protein 1.55 0.16 2.33 3.75

  KDO-like material 0.43 0.26 0.32 0.61

  Total polyphenol 4.39 2.59 3.87 5.37

  Sum 100.00 100.00 100.00 100.00

     (B)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s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백작약(PJ-0) 당귀(AA-0) 천궁(CO-0) 혼합(HH-0)

  Neutral sugar 86.30 86.76 86.11 87.71

  Uronic acid 7.88 7.82 6.84 5.13

  Protein 3.47 3.33 3.18 4.02

  KDO-like material 0.00 0.00 0.00 0.00

  Total polyphenol 2.35 2.09 3.86 3.15

  Sum 100.00 100.00 100.00 100.00

 

  

  (2) HemoHIM 구성 생약재에서 분리한 조다당의 구성당 특징 

HemoHIM 구성 생약재에서 분리한 조다당(PJ-0, AA-0, CO-0, HH-0)은 각각 가수

분해하여 alditol acetate로 유도체를 조제하고 GC에 의해 구성당의 조성을 살펴본 결

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조다당 획분들은 공통 으로 arabinose, galactose

를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었으며, rhamnose, galacturonic acid, glucose등을 소량 

함유하고 있었다. 각 생약재  구성 생약재 획분에서 arabinose, galactose  

rhamnose, galacturonic acid가 주구성당으로 평가된 사실로 미루어 이들 시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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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tic substance  rhamnogalacturonan 형태의 다당이 상 으로 높게 함유되어 

있으며, 고도로 분지된 arabinogalactan이 side chain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

다.  일반 으로 pectic poysaccharide는 homogalacuronan에 rhamnogalacturonan I 

(RG-I)  rhamnogalacturonan II (RG-II)가 공유 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

는데 특히 RG-I의 경우 rhamnogalacturonan core에 arabinan, galactan, 

arabinogalactan  oligosaccharide류가 고도로 분지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다당의 구성특성으로 볼 때 RG-I에 존재하는 arabinogalactan이 주 

구성인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은 활성이 높은 다당의 정제 획분의 구조분석 이

후에만 확실한 단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Table 4. Component sugar analysis of the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s from 

HemoHIM and component herbs

                                                                       (Mole%)

 Component sugar PJ-0 AA-0 CO-0 HH-1

Rhamnose      13.2 18.2 15.4 16.2

Fucose 2.3 4.3 3.7 4.0

Arabinose 26.5 22.4 30.2 27.4

Xylose 2.8 6.7 4.5 5.1

Mannose 6.4 4.5 2.8 4.8

Glucose 6.7 7.1 6.2 6.1

Galactose 33.7 28.5 29.8 30.9

Glucuronic acid

 +Galacturonic acid
8.4 8.3 7.4 5.5

  

  (3) β-Glucosyl Yariv antigen을 이용한 조다당의 sigle radial gel diffusion 

(구조 측)

HemoHIM의 구성 생약재에서 분리한 조다당은 arabinose와 galactose가 높은 비율

로 함유되어 있으므로 arabinogalactan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β

-Glucosyl Yariv antigen을 이용 반응성 실험을 행하 다. Positive control로 gum 

arabic을 사용하여 5, 2.5, 1.25, 0.625, 0.3105 μg을 각각 loading하고 결과를 찰하

으며 PJ-0, AA-0, CO-0는 각각 5 μg양을 loading 하 다. Fig. 3에 서 보는 바와 같

이 gum arabic은 halo의 지름의 제곱에 직선 으로 반응한 반면 PJ-0, AA-0, CO-0

는  halo를 형성하지 않음으로써(사진 부분) arabino-3.6-galactan 구조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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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Clarke 등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arabinogalactan을 크게 3개 group로 분류한 바 있

는데 type I은 arabino-4-galactan, type II는 arabino-3,6-galactan, type III는 

arabinogalactan side chain을 가진 다당체로 보고한 바 있다.  활성 다당들이 β

-glucosyl-Yariv antigen과 반응성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어도 type 

II의 arabinogalactan은 아니거나 구조 으로 반응되지 않도록 치환되어 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Fig. 3. Single radial gel diffusion of β-Glucosyl Yariv antigen with the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s from component herbs of HemoHIM. 

  (2) 조다당획분의 면역활성 본체검토의 검토

HemoHIM  구성 생약재의 조다당획분은 화학 조성 분석 결과 다당성분 이외에 

단백질 성분을 소량 함유하고 있었으며 짙은 갈색으로 착색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성

으로 단할 때 시료 의 활성이 다당부 에 기인하는 것인지, 그 외의 성분에 의한 

것인지 확실히 구별할 수 없으므로 조다당의 당 부 를 산화 개열시키는 periodate처

리와 단백질부 를 가수분해하는 protease처리  polyphenol류를 산화시키는 chlorite

처리를 행한 후 활성을 비교하 다.(주 기  측정, 자료 참조 요망) CKK-8 수용성 

formazan 형성 방법에 의한 lymphocyte proliferation 정도를 측정한 결과, 미처리 조

다당획분의 면역활성은 protease의 처리한 경우 미처리 조다당획분의 면역활성에 비

해 상승 내지는 감소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periodate 산화물과 chlorite 처리 경우

에는 격한 활성의 감소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활성에 주요 기

여하는 부 는 다당류 는 polyphenol 화합물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chlorite 

처리 시에도 다당 부 의 손상이 견되고 polyphenol 함량이 소량인 으로부터 

단할 때 주 활성 본체는 다당으로 사료되었다. 



- 11 -

  (3) 활성 다당의 정제

HemoHIM  구성 생약재의 각 조다당획분들은 정제를 해 DEAE-Sepharose FF 

(Cl- form)로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를 시행한 결과, 각 시료마다 1개의 비

흡착획분(PJ-1, AA-1, CO-1, HH-1)과 8개의 흡착 획분(PJ-2, AA-2, CO-2, HH-2 

series)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의 정제 scheme 참조) 이온교환 수지에 흡착된 산성 

조다당의 분리에서는 이온강도가 상이한 용매로 stepwise gredient로 용출 시켜야 분

리가 용이하므로 0.05 M, 0.1 M, 0.2 M, 0.3 M, 0.4 M, 0.5 M, 1.0 M, 2.0 M의 NaCl 

용액으로 각각 용출하 다.  Fig. 4. ~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시료는 각 용매로 용

출 시켰을 때 복잡한 peak pattern을 보이며 용출 되었다. 그러나 체 으로 증류수

로 용출한 비흡착 획분(PJ-1, AA-1, CO-1, HH-1)과 0.05 M Nacl 용출 획분(PJ-2a, 

AA-2a, CO-2a, HH-2a), 0.2 M 용출 획분(PJ-2c AA-2c, CO-2c, HH-2c)  0.3 M 

용출 획분(PJ-2d, AA-2d, CO-2d, HH-2d)이 높은 다당 수율을 보 다.  한편 고농도 

NaCl용액에서 용출된 획분들의 경우, 수율은 낮으나 복잡한 protein성 peak 형태를 보

다. 그러나 이들의 chromatogram을 조사한 결과 280 nm에서 측정된 protein peak

는 실제 protein이 아니라 시료가 짙은 갈색으로 착색되어 있어 자외 역에서 검출된 

색소물질이 부분이었다. 이는 재료  함유되어 있던 polyphenol성 화합물들이 열수 

추출과정에서 산화, 합한 착색물질로 단되었다. 

(Paeoniace japonica + Angelica acutiloba + Cnidium offici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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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ion-exchange chromatography of the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isolated from 

HemoHIM on the column of DEAE-Sepharose FF (Cl- form).  The column was eluted with 

DIW until sugar was no longer detected and then eluted with 0.05 M ～ 2.0 M NaCl solution 

by stepwise 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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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onia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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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ion-exchange chromatography of the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isolated from 

Paeonia japonica on the column of DEAE-Sepharose FF (Cl- form).  The column was eluted 

with DIW until sugar was no longer detected and then eluted with 0.05 M ～ 2.0 M NaCl 

solution by stepwise gredient.

Angelica acutil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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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ion-exchange chromatography of the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isolated from 

Angelica acutiloba on the column of DEAE-Sepharose FF (Cl- form).  The column was eluted 

with DIW until sugar was no longer detected and then eluted with 0.05 M ～ 2.0 M NaCl 

solution by stepwise 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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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dium offici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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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ion-exchange chromatography of the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isolated from 

Cnidium officinale on the column of DEAE-Sepharose FF (Cl- form).  The column was eluted 

with DIW until sugar was no longer detected and then eluted with 0.05 M ～ 2.0 M NaCl 

solution by stepwise gredient.

이온 교환수지에 의해 정제된 각 획분을 상으로 면역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8

에 나타난 바와 같다. Lymphocyte proliferation 활성의 경우 각 획분들은 어느정도 

활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은 활성다당의 정제 시 일반 으로 

나타나는 상으로, 구조가 약간 상이하고 분자량의 차이등에 의해 다당의 생리활성

이 약씩 차이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면역 활성의 경우에는 체 으

로 높은 염농도로 용출한 획분일수록 단  량당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지만, 

이들의 체 건조 시료의 수율은 극히 미량이며 산화된 polyphenol의 합체로 여겨

져 이후 실험에는 부  한 것으로 단되었다. 수율과 활성 모두를 고려했을 경우, 

구조 분석을 한 정제획분의 선별은 비흡착 획분과 0.2 M  0.3 M 용출 획분이 

합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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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ymphocyte proliferation activities of the subfractions obtained by anion-exchange 

chromatography of the crude polysaccharides from HemoHIm and three component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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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본 연구개발은 1년 연구기간으로서 가시 인 성과가 나오기에는 힘들었던 것으로 단되

며, 헤모힘의 다당체의 활성부  구조규명 후속 연구개발을 한 기반 확보에는 충분히 성공된 

것으로 단된다. 특히 헤모힘의 다양한 생리활성에 있어서 다당체의 역할이 매우 크게 때문에 

그 구조  특성 규명연구의 기 연구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헤모힘의 활용성 증진을 

한  이는 헤모힘의 후속연구 수행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시제품  구성 생약재로

부터 면역활성 다당의 분

리, 정제

-시제품  구성생약재 추출조건 열수 

추출 조건 확립

-열수추출물에서 다당체 분리조건 설정

-분리 조다당으로부터 다당 획분 정제

70% 90%
활성을 갖는 획

분 다수 출

다당체 유효 획분 선별 

 제반 화학  특성 규

명

-화학 특성 검토

-면역활성 우수획분 선별, 특성검토
15% 100%

유효 다당체의 구조 해명 

기 자료 분석

활성의 본체 확인

 : periodate, pronase, chlorite 처리후 

  활성 비교, arabino-3,6galactan 존재

  확인

15% 100%

총계 10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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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 구 개 발 결 과 의  활 용 계 획

본 연구개발 내용은 원료의 처리에서 제품화 단계까지 다양한 연구기법과 공정기술이 사

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  조건 설정에 따른 활성물질의 배가방안과 고부가가치 생리활성 

소재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성공 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기술 , 경제․산

업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성과를 련 ․산․학․연계에 제공할 것으로 기 됨.

(1) 경제 ․산업  측면

본 과제에서 진행 인 HemoHIM은 2006년 식약청으로부터 ‘HemoHIM 당귀등 혼합추

출물(제2006-17호)’로 기능성 원료분야에서 개별인증을 획득한 바 있음. 따라서 단순 생약

재에서 고부가치성 기능성원료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 으로 큰 의의가 있음.

생약재 원료 이외에 다른 농산물에도 유효물질 분리기술을 목할 수 있으므로 농산 부

산물 는 농산가공 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부가가치화 함으로써 생산원가를 낮추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음.

신규 기능성 식품소재로서 개별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무역자유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의 소득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임.   

본 HemoHIM은 면역기능 활성화, 특히 NK-cell을 강력히 활성화한다는 연구등이 기 완료되어 

있으므로 면역요법을 통한 항암제로써의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음.

본 연구결과로서 측되는 생리활성 효과를 바탕으로 방의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기능성 

식품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추출물을 함유하는 단순식품 형태로의 개발도 가능하리라

고 단됨. (껌, 캔디, 잼, 된장, 드링크, 우유, 요구르트, 술, 빵, 차, 쥬스 등) 그럴 경우 매출 실

의 큰 증가도 상 가능함.

암환자  암 제 수술 후의 환자용 치료환자식으로 개발하는 등의 새로운 용도개척  매도 

가능할 것으로 단됨.  

  

(2) 기술  측면

식품에 사용되는 상물질의 가장 요한 것은 안 성이다. 본 과제의 상이 되는 구성 

생약재 3종은 통 한방  민간에서 약재  식품으로 사용되어 온 재료로 안 성이 기 

확보되어 있고, 면역활성등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이와 유사한 천연물 유래 생리

활성 물질 개발에도 그 기술이 용 가능할 것임.

생약재로부터 유용물질을 추출 는 분리하는 기술의 단순화를 꾀함에 따라 유용한 물질

을 간단한 조작으로 손쉽게 얻는 획득기술이 다른 유용물질 생산  분리에도 용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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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물질 생산 기술을 제약 등의 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음.

구조분석을 통한 신규 응용  제법 특허출원 : 그간 생약재를 이용한 제품 개발에 한 특허

등록은 주로 추출  조추출물의 응용성에 이 있으며, 구조분석이나 화학  특성분석은 아

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차년도 고분자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로 특허화가 가능

하다고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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